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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쇠진행예방을 위한 운동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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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

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6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

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1]. 특

히, 65세 이상 절반이 노쇠위험을 지니며, 노쇠의 간호 및 재활비가 많

이 드는 것을 고려하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인간

은 20대 이후 점차 근육을 포함한 신체 장기 기능이 떨어지는 노화가 

진행된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신체 변화와 기능 저하가 나타나게 되

고, 이러한 노화 현상이 특정 요인에 의해 급속하게 진행되어 걷기나 

외출하기, 식사 준비 등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가 힘들게 되는 

상태가 오는데 이러한 상태를 노쇠라 하며, 노쇠의 개념은 노화와는 

별개로 구분되어[2], 1992년에 Buchner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고, 노

쇠를 연약한 증후군, 손상된 이동성, 손상된 균형감각 등으로 정의하

고 있다[3].

노쇠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생물학적 증상으로 외부 자

극에 대응하는 기능적 항상성의 손실로 인한 기능 저하, 요양 시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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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Frailty is a condition of weakness that includes an enhanced hazards of drawback and disability in elderly people. It is fea-
tured by reduced physical fitness, and also recognized as reduced psycho·physiological and immunological functions. Therefore, we 
need to develop more efficient methods to detect frailty and also needs to prevent and treat frailty.

METHODS: PubMed database was searched from January to April 2019 using predefined search terms “elderly and frailty”, “elderly 
and exercise”. Based on reference search, 89 articles were identified whereas 40 papers (22 references) met the inclusion criteria and 
were well connected with frailty and exercise. We analyzed the connections between exercise and frailty with many variables, and dealt 
with frailty-prevention exercise programs in the main text.

RESULTS & CONCLUSIONS: With aging, decreased skeletal muscle power, malnutrition, feeling of loneliness, fall, and osteoporosis 
were identified with an important factors to frailty. Among these, osteoporosis and related frailty fractures are a serious health problem 
in the elderly frailty. Osteoporosis is the most prevalent and major bone disorder, which is featured by progressive bone weakening and 
an increased risk of frailty fractures especially in the frail elderly. And also, physiotherapy can play a vital role in the management and 
intervention following frailty fractures. Osteoanabolic exercise (aerobic, resistance, and combined) also recommended to prevent, man-
agement and treatment of bone mineral density of osteoporotic females and frail elderly. More studies are urgently needed to deter-
mine which mode and duration exercises were best suited and effective for frail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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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낙상, 입원 및 사망 등의 부정적인 건강 상태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

성이 증가한 상태를 의미한다[4]. 

Fried는 노쇠를 의도하지 않는 체중감소로 특정지었으며 피로, 운동

능력 감소, 연약함 및 일상생활도를 포함하는 신체 활동이 낮아지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증상이 3가지 이상 나타나면 노쇠라고 하

였으며 한두 가지 나타나면 노쇠 이전 단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5].

최근 연구 자료에 의하면 노쇠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식이 섭취의 

불균형, 운동 부족,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부족과 우울증 등의 

영향으로 일상생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를 1

차성 노쇠 과정이라고 한다[5]. 

또한 갑작스러운 충격 또는 사고를 겪은 후나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회복능력이 저하되는 상태를 2차성 노쇠라고 부르며, 2차성 노쇠가 1

차성 노쇠보다 약 2배가 더 많다고 보고되고있다[5]. 이러한 노쇠 단계

로 접어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갑자기 체중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무기력증이 나타나며, 인지력의 감소와 더불어 활동량의 감소가 일어

난다. 이러한 노쇠의 악순환은 재발되며, 일단 노쇠현상이 진행되면 노

화로 회복되기가 어려운 특징을 보인다[6]. 결국 이러한 노쇠는 노화로 

회복되기보다는 더욱 악화되며, 노인병으로 이어지고 사망률을 증가

시키게 되는 것이다[4,7].

Fried는 노쇠자는 낙상 위험이 높으며, 낙상 이후 일상 생활도가 힘

들어 병원생활을 하게 된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현상이 3년 정도 지속

하면 사망할 수 있다고 하였다[4]. 

이러한 병원 생활은 노화에서 노쇠로 가는 진행을 가속하며 1차성 

노쇠와 2차성 노쇠를 동시에 촉진할 것으로 여겨져서 노화를 경험하

는 동안 노쇠가 진행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면, 적절한 영양섭취 및 스

트레스 조절, 대인관계 증진과 더불어 꾸준한 유산소 운동, 저항성 운

동 및 복합적 운동 활동을 통한 일상생활도의 증진 등 운동습관의 중

요성이 고려된다. 또한 지역의 병원이나 보건소 및 양로원에서 운영하

는 다양한 낙상 예방 프로그램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최근 다양한 원인 중에 골다공증 감소를 통한 골절이 노쇠를 유발

한다는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6,8]. 이러한 이유는 노화를 경험하

며, 뼈 조직은 구조적으로 상당한 대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

이며, 골다공증의 유발이 골절로 이어지게 된다. 골다공증은 노인에게 

일어나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로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골절률을 

높이게 된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지며, 

이 경우 특히, 운동 중재가 요구된다. 여성 노인에게서 운동 중재는 연

령의 증가 및 폐경과 관련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가장 

좋은 전략 중 하나이다[8]. 

그리고 골밀도 유지와 더불어 심리적인 스트레스 조절이 노쇠로의 

진행을 예방한다는 선행연구[9] 등을 고려할 때,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팀을 이루는 운동 활동의 참여나 이웃 간의 친분을 가지며 함

께하는 취미활동의 중요성도 분석된다. 그리고 신체활동을 늘리는 것

이 매우 필요하다. 노쇠 예방을 위하여 노인의 신체활동을 늘리려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일에서 활동 동기를 찾아야 한다. 노쇠

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줄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일상 생활도를 늘이

며 몇 걸음부터 걸어 보기를 실천하여야 한다.

아울러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하여 노쇠를 예방할 수 있는 운동프

로그램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쇠

로 가는 진행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할 수 있겠다

[10].

하지만 이제까지 노쇠에 대한 연구로 노쇠골절은 노인에게서 중요

한 문제 중 하나로, 노쇠를 일으키는 수많은 요인 중 골절 노쇠는 2차

적인 노쇠요인으로서 병원생활을 하게 한다는 연구와 낙상 및 골절이 

노인의 건강관리에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함을 밝히고, 평소에 규칙적

인 운동을 통한 골밀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히는 연구가 있었다. 

운동과 노쇠에 관한 연구로 운동 활동을 통한 골밀도 관리에 최선

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는 연구[11], 골다공증과 관련된 골절은 세계적

으로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이고, 골밀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약물을 개

발하고는 있지만, 약물요법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근

본적으로 근력, 힘 및 근육과 관절의 기능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

요하다고 밝히며, 운동 트레이닝이 이러한 능력을 증진시키고 낙상을 

줄이는 좋은 전략이라는 연구가 보고되었다[12].

최근 운동과 수명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운동이 항노화에 영향을 

미치고,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지연시키며, 동시에 DNA 메

틸레이션을 지연시키는 것을 밝히고 있어[13], 운동 활동의 수명연장 

효과를 지지하는 연구들도 밝혀지고 있다.  

운동은 골격근과 더불어 골밀도를 유지하며, 뼈세포의 사망을 지연

시켜 준다. 이는 후성 유전학에서 주장하는 유전자에 의한 요인보다도 

현재 섭취하는 식이나 환경 및 운동 활동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13]. 이러한 개념의 실천이 노화에서 노쇠로 가는 질환을 막아주는 데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 

이제까지 노쇠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노

쇠예방에 있어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은 미미하고 노인을 중

심으로 하는 운동을 통한 노화에서 노쇠로 가는 증상을 예방 및 치료

하고자 하는 분석적인 연구 또한 미비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노쇠의 질환을 다른 변인보다는 운동의 효과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본론에서는 노쇠와 운동의 상관관계 

(근육량을 중심으로) 및 노쇠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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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노쇠와 운동의 상관관계(근육량을 중심으로)

최근 연구보고에 따르면 증가한 운동 활동, 규칙적인 훈련이 노쇠예

방과 노쇠 치료에 중요한 전략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노쇠에 관한 대표

적인 기준인 연약함, 낮은 운동 활동, 느려진 운동 동작 및 운동 부적

응에 대한 효험 있는 처방으로 알려져 있다[4].

이는 근 감소증과도 연관이 있으며, 근 감소증의 정의는 골격근량이 

감소하며 기능이 떨어지는 일련의 현상을 포함하는 증후군이라 할 수 

있다. 노인들의 삶의 질 저하, 반복되는 입원, 장애 및 사망률의 증가 등

에는 노쇠증후군과 근 감소증으로 인한 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14].

일반적으로 신체 활동에 필요한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근육량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근 감소증이 있으면 일상생활에서의 3

가지 이상의 신체장애를 동반할 위험도가 4배 정도 증가하며, 신체균

형의 장애는 2-3배, 보행 장애와 지팡이 등 보조기를 이용하게 되는 경

우 및 낙상의 위험은 약 2배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15]. 이러한 

근 감소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큰 근육을 중심으로 운동하는 것이 필

요하며, 낙상예방에 기여하는 대퇴근육, 자세를 잡아주는 종아리 근

육 등의 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다리근육군들의 강화는 밸런스 기능

을 증가시켜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영양소 섭취의 중요성도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단백질의 섭취가 중요한데, 일반성인에 비해 30% 이상 섭취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백질 활용수준이 높은 우유, 달걀을 비롯한 소

고기, 치즈와 같은 음식섭취가 권장된다. 하지만, 만성 콩팥병 환자는 

과다한 단백질 섭취로 인해 콩팥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체중 1 kg당 0.6-0.8 g의 단백질 섭취를 권고한다[8,12].

한편, 인지적 노쇠와 운동에 대한 코호트 연구에서 레저 활동 참여

시 치매발생의 위험이 감소함을 보고하였고, 이는 초기 인지기능 상태

를 감안하고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무작위 배정 연구에서 

노인에게서 6개월간의 운동 중재 이후 18개월까지 관찰했을 때에도 인

지기능의 향상을 보였다[4,16,17].

규칙적인 운동 활동이 노쇠로의 전환을 지연하거나 예방함을 밝히

고 있으며, 역시 뇌에서도 역할을 하여 뇌의 노쇠를 예방함을 밝히고 

있다. 이는 운동의 뇌 기능 향상 기전과 연관이 있으며, 운동을 통한 뇌

로의 혈류증가 및 인슐린 민감성을 통한 뇌로의 효율적인 탄수화물 이

동으로 여겨진다.  

우울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노인의 운동 전후에 우울증 정도의 감소

가 약물 중재와 비교하여 약물에 못지않은 효과가 나타났고 심지어 경

도 우울장애에서는 운동 병행 집단에서 약물 단독 중재군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다[9].

사회적 노쇠의 측면에서도 운동하는 노인이 운동과 더불어 자긍심

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사회활동의 참여

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이러한 신체 기능의 향상은 사회참여에 

대한 물리적인 장벽을 줄여주므로 더 많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도 한다[4,9].

이처럼 노쇠에 있어 운동 중재는 눈에 띄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

내며, 특히, 전 노쇠 단계에서는 운동을 통한 예방을, 노쇠 단계에서는 

노쇠 극복 차원의 운동 중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개개

인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노쇠로의 진행을 막아야 한

다(Fig. 1). 추후 노쇠와 운동의 상관관계에 관한 기전적인 분석연구들

Fig. 1. Active life with physical exercise prevents fra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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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행돼야 할 것이다. 운동을 통한 근육량의 증가가 노인들의 낙상정

도와 노쇠로의 전환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며, 운동을 통한 자아

탄력성의 증가가 노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2. 노쇠 예방 운동 프로그램

노인의 노쇠 예방을 위해서는 심폐 지구력 향상을 위한 유산소 운

동과 근력 향상을 위한 저항성 운동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 최

근에는 유산소 운동과 저항운동을 함께 수행하는 복합운동이 제안되

고 있다.

우선, 유산소 운동은 주로 큰 근육의 움직임을 포함하는 운동을 10

분 이상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전거타기, 걷기, 수영 등의 운동이 

해당된다. 주 5-7회 약간 힘들다고 느낄 정도 또는 최대심박수의 40-

60% 정도로, 한 번에 30분 이상 운동을 수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노인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며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육군이 많은 코어근육과 하지 운동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근력운동은 체중 또는 다른 무게를 활용하거나 탄력밴드의 

수축력을 이용하여 근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앉았다 일어서

기, 뒤꿈치 들기, 계단 오르기 등의 운동을 최소 주 2-3회 이상 하도록 

권장한다.

노인운동에서 고관절 골절로 인한 심각한 예후(욕창, 기능 저하에 

따른 요양기관 입원, 침상생활에 따른 흡인성 폐렴, 추가적 근력 저하)

를 초래할 수 있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성 증진 운동을 추

가로 해야만 한다[18].

정적 균형 운동과 동적 균형 운동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적 균형 운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BESS (균형과 실점수 시스템)

를 이용한 균형성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운동은 따로 시간을 

내어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습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18].

또한 스트레칭, 필라테스나 요가 등 유연성을 증진시키는 운동을 유

산소 운동이나 저항운동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낙상 이후 손상의 정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노쇠골절은 노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는 50대 여

성에서 40% 정도가 척추 골절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데, 척추골절의 

위험은 대퇴 골절보다 약 10배 이상 빈번한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척추골절의 예방을 위한 꾸준한 운동과 주의가 요구된다. 

노인에게서 흔히 일어나는 낙상은 비척추 골절을 야기하지만 일반

적으로 척추골절은 낙상과는 상관없이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19]. 

비척추 골절 예방을 위해서도 낙상에 대한 꾸준한 교육참여와 운동 

활동 및 주의가 요구된다. 

골다공증과 관련된 골절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이고,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도 골밀도를 증진하기 위한 약물을 개발하고 있

다. 하지만 약물요법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근본적으

로 근력, 힘, 기능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운동 트

레이닝은 이러한 능력을 증진시키고 낙상을 줄이는 좋은 전략으로 보

고되고 있다[12].

노화를 경험하며, 뼈 조직은 구조적으로 상당한 대사적 변화를 경

험하고, 골다공증을 유발하게 된다. 골다공증은 노인에게서 가장 흔

한 질환 중 하나로 심해지면 골절률을 높인다. 여성의 경우, 이러한 현

상이 심해지며, 운동중재가 특히 더 요구된다. 

여성 노인에게서 운동중재는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폐경 이후 시기

에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중재 및 치료하는 가장 좋은 전략 중 하나

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40대 이후 여성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

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운동이 항 노화에 영향을 미치며, 텔로미어 길

이가 짧아지는 것을 지연하며, 동시에 DNA 메틸레이션을 지연하는 것

을 보고하고 있다[13]. 따라서 운동은 골격근과 더불어 골밀도를 유지

하며, 뼈세포의 사망을 지연시켜 준다. 이는 후성 유전학에서 주장하

는 유전자에 의한 요인보다도 현재 섭취하는 식이나 환경 및 운동 활

동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13].

노쇠를 일으키는 수많은 요인 중 골절 노쇠는 2차적인 노쇠요인으

로서 병원생활을 하게 하며, 노인의 건강관리에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

한다. 따라서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골밀도 관리가 필수적이라

고 본다[11]. 최근 노쇠 환자에게서 일어나는 힙 골절 수술 후 물리치료

Table 1. Osteoanabolic exercises

Trials Group A (aerobic exercises) Group B (anaerobic exercises) Group C (osteoanabolic exercises)

Frequency 6 days/week 3 days/week 6 days/week
Intensity F or aerobic exercises, 55-75% of maximum 

heart rate for 6 days 
Repetition to failure (1 RM formula) F or aerobic exercises, 55-75% of maximum 

heart rate for 3 days and repetition to fail-
ure (1 RM formula) with moderate intensity 
3 days/week

Time 30-60 minutes T ime required in performing 10-15 repeti-
tion of 10 major muscles group with low-
intensity weight

30-60 minutes

Type Treadmill, cycling, and resistance exercises Dumbbelll and weight lifting 
 (resistant exercises)

Treadmill, cycling, and resistance exerc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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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기를 연구한 논문이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수술 후 최대한 

빠르게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사망률을 줄이는 데에도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20]. 또한 최

근 연구에서 노쇠운동의 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본 연구

에서 93명의 골다공증을 진단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12

주간 실시하였다. 운동의 방법을 ACSM의 근거에 준하여 수행하였고, 

유산소운동 그룹, 무산소 운동 그룹 및 오스티오아나볼릭 그룹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연구결과 오스티오아나볼릭 그룹에서 골밀도의 유

지 및 증가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21](Table. 1). 

본 운동에서 주장하는 오스티오아나볼릭 운동은 주 6회의 운동을 

30분에서 1시간 동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대심박수의 50-

75%의 유산소 운동과 1 RM을 이용한 주 3일간의 적당한 강도의 저항

운동을 실시하도록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노쇠골절 이후 운동 활동을 포함하는 물리치료 요법이 

골절 이후의 예후를 좋게 하고 추가적인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22].

결 과

본 연구자는 노쇠의 질환을 운동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론에서는 근육량을 중심으로 한 

노쇠와 운동의 상관관계 및 노쇠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선행연구를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1차적인 노쇠이든 2차적인 노쇠이든 

노쇠는 노화와는 달리 질병으로 분류되며, 일단 노쇠로 가면 다시 정

상적인 노화로의 회복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평소에 습관적

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여 근육량을 증가시키며, 골밀도를 향상시켜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동시에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

다. 특히 노인에게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포함하는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 권장되며, 낙상예방으로 위한 유연성 

증진 운동과 복합운동이 권장되고 있으며, 특히 본론에서 제시되어 있

는 오스티오아나볼릭 운동도 권장된다. 추후 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 

계발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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